
 
                                                                        
 

 

  

경배와  찬양 
Praising

다   같   이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   도   자

신  앙  고  백 
Confession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85. 요한1서 4장 다   같   이

찬             송 
Hymn

  25장 면류관 벗어서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정국 목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로마서 13:11-14 인   도   자

찬             양 
Choir

다   같   이

말             씀 
Sermon

       성도의 생활 김정국 목사

찬             송 
Hymn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   이

헌  금  기  도 
Prayer

김정국 목사

헌             금 
Offering

다   같   이

알             림 
Announcement

김정국 목사

찬             송 
Hymn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정국 목사

인도: 김정국 목사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 9:31)”  알리는 말씀

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되어가는 사람

예     배     순     서

2020년 9월 27일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14)  

*

*

*

*

1부 08:30 AM 
2부 11:00 AM 

오늘의 말씀

 (통 259장)

(통 25장)

(통 61장)

  금주의 모임

  주중일정

  다음주 행사

11:00 am   주일예배(온/오프라인)  
  1:30 pm   구역장/인도자 모임 

(월)-(토)  12:00 pm 정오의 기도회 
(화)-(금)  05:45 am 새벽가정예배 
(금)  08:00 pm 금요가정예배(로마서 27)

  기타사항

1. 예배당 좌석은 지정된 자리(Reserved)에만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2. 찬송가/성시교독 시, 가급적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3. 예배후, 가볍게 목례/눈인사를 나눈 후,  친교없이 바로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바깥 주차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정오의 기도회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6. 온라인 선교회/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설치 및 문의는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새벽예배본문은 주보순서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8. 현장예배 헌금은,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Paypal

의 canaanchurch1976@gmail.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옵션에서 ‘친구에
게 보내기(personal payment)’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9. 오늘 주일예배 후, 추석을 맞아 가나안동산을 찾습니다.

(통 52)

파송선교 
중동B 

1불선교 
브니엘다민족교회 
트리니티 한인학생회 
밀알선교회 

  교우동정

이옥자 김대묵 이현자 김순자 이수정 우상철 정윤권 임호준 조지연 이용삼 김정국 박부명 
이영길 이재희 전승평 정윤권 최준택 최형영 김상규 김진호 양명국 우상철 윤방지 이보람 
이상길 이수정 이준세 이찬희 정진원 이홍자 김순자 남경우 로버트 김  
 (*횟수 중복자 명단은 가급적 항목당 한 번으로 표기했습니다)

  8월 30일~9월 13일 주일 헌금

공동새벽기도제목 

‘코로나재난 극복’과 

화: 소망 아론 한나 

      환우와 사업체        

수: 이삭 리브가  

      베드로 마리아  

      안드레 에스더 

      지역과 이웃 

목: 여호수아 청년 

      나라와 선교        

금: 주일학교 교육부 

      예배와 교회

새벽예배본문
9/29(화) 9/30(수) 10/1(목) 10/2(금)

눅13-14 눅15-16 눅17-18 눅19-20

11:00 am   주일예배(온/오프라인)  
12:30 pm   추석성묘(가나안동산) 
  2:00 pm   정기운영위원회(교회) 

… 한편 생명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 사람, 영 기가 죽었어’라
고 하지 않는가. 그 마음과 행동에 생기가 있으면 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사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생사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다… 우리말 ‘사람’이 ‘모든 
살아 있는 것’을 두루 가리킨다면, 한자의 사람 ‘인’은 두 사람, 곧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나
타낸다. 혼자서는 올바로 서지 못하는 비스듬한 두 존재가 만나 서로 의지할 때 비로소 사
람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 ‘인’의 두 선 중 어느 하나를 빼면 반드시 쓰러진다. 단, 이 
해석은 속설이지 근거있는 말은 아니다. 그만큼 인간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사람 ‘인’은 걸어가는 인간의 옆모습을 상형화한 것이라고 한다. 몸과 두 발의 형상
을 본 땄다. 흔히 인간은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다고들 한
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중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장면에도 이 말이 나온
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짐승의 상태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다 점점 성장하
여 어른이 되면 두 발로 일어서고 두 발로 걷는다. 또 늙어서 인간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에 세 발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걷는다는 것은 그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정한 곳을 향하게 된다. 즉, 어
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되었다, 못 되었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
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인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모습 사람 ‘인’은 바로 사람이라는 이 목표, 이상적인 인간성을 향해
서 가는 형상이다. 그래서 겉만 사람, 생물학적으로만 사람이라고는 지정하지 않는다. 인
간은 완성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되어가는 과정의 존재, 즉 “Being’인 것만이 아니라 
‘Becoming’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미완 상태의 불안한 존재라는 점은 우리의 일상어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가령, “너도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반어법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양만 사람이
지 사람이 갖춰야 할 인격,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람은 짐승에 가
깝다. 또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나도 사람이야!”라고버럭 소리친다. 이 때의 ‘사람’은 과실
을 할 수 있는 중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낸다. 즉, 절대적인 능력과 불사의 신격 그리
고 동물과 같이 하위의 존재 그 사이에 인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옛날 서당에서는 어떠했던가. 아이들이 사람 ‘인’자를 4개 써놓고 이렇게 풀이했다. “사람
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그냥 사람 네 명이 아니다. 서당 아이들은 이러한 
한자 놀이를 통해서 외형적인 한 부류의 인간과, 수양, 수신을 거쳐 ‘되어가는 사람’을 엄격
히 구별하는 식으로 이 사람 ‘인’자를 깨쳤던 것이다.  

<이솝우화>에서도 외형상의 사람과 실질적인 그 정신,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서로 분리한
다. 제우스가 모든 짐승들을 만들라고 명했을 때, 잘못해서 사람 수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
래서 급한 대로 돼지와 여우, 개구리 등 각 생물에서 조금 조금씩 덜어다가 모양만 사람으
로 만들어 대강 숫자를 채웠다고 한다. 그 결과 이 세계에는 진짜 사람과, 사람의 외형을 
뒤집어쓴 짐승들이 섞여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와 꼭 같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외형상의 인간 
그리고 실제의 영혼과 정신, 마음에서 짐승과 구별되는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구별했던 것
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 앞에서 무릎꿇지 않는 존재란 없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
람은 죽음을 무릅쓴다. 사랑을 잃었을 때 자살하기도 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다. 자기희생, 모성애가 다 그렇지 않던가. 물질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는 사
랑 속에서 발견된다.  

-이어령, <생명이 자본이다>중에서-



  

찾아오는 길

1255 N. Milwaukee Ave.,Glenview, IL 60025 
TEL: 224-735-2346  www.canaan.org

CANAAN CHURCH

가나안교회는 선교·교육·봉사를 목표로 1976년 11월 28일 나일스 지역에 
세워져, 말씀과 신앙,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성경을 바탕
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로교 전통의 독립교회입니다. 

예배안내

원로목사 이 용 삼 847-724-2456

담임목사 김 정 국 224-577-5229

전  도  사 이 수 정 224-587-3815

전도사 (유치) 한 지 혜 224-409-5008

전도사 (유년) 서 쥴 리 224-612-1315

전도사(Youth) 김 태 중 224-727-9830

지  휘  자  1부 

 2부 

파송선교사 양선한 허목자(중동)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05:45

금요예배 저녁  08:00

선교회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모임 매월 셋째 주

유  치  부 주일 오전  11:00

유  년  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01:00

금요모임 저녁  08:00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저녁  08:00

라인댄스반 목요 오전  10:00

가나안한국학교 토요 오전  09:30

교회학교

청 년 회

부     속

섬기는 사람들

CANAAN CHURCH

금요예배 ⌜로마서 27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본문 | 로마서 12:1-8 
외울말씀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2절) 

도입을 위한 질문 |  

1. 여러분의 교회도 조직 내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한다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

되고 있습니까? 

2. 여러분은 교회 안의 다른 지체가 가진 은사를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까? 

본문 질문 |  

1.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들에게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

까?(1절) 

2. 그리스도인은 몸뿐만 아니라 무엇도 새롭게 해야 합니까?(2절) 

3.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바휘할 때 품어야 할 생각과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3절) 

4. 바울은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바울
은 교회 공동체를 무엇에 비유합니까?(4-5절) 

5.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은 누구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5절) 

6.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은혜대로 무엇을 주십니까?(6절) 

7. 은사는 상호보완적이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
라고 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6-8절).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  

1.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이 세대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2.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줍니까?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  

1.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2.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프리셉트 BEST 로마서 I⌟


